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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o strengthened columns and an unstrengthened control column were tested to failure under 

cyclic lateral load combined with a constant axial load to effect of anchorage of T-shaped steel 

plate in the strengthened column using wire rope units. Main variables considered were anchorage 

method of T-shaped steel plate. Tested column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conventionally tied 

columns tested by research of before. Test results showed that lateral load capacity and the 

displacement ductility ratio of anchorage of T-shaped steel plate in the strengthened column 

increased 40% and 130% than unstrengthened column, respectively. In particular, at the same 

effective lateral reinforcement index, a much ductility ratio was observed in the strengthened 

columns than in the tied columns.

요  약

  와이어로  유닛으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T형 강  정착효과를 알아보기 해 심축하

과 횡하 을 동시에 받는 3개의 기둥 시험체가 휨 실험되었다. 주요변수는 T형 강 의 정착 유무이다. 

실험된 기둥의 연성비는 기존 연구자들의 띠철근의 실험결과와 비교되었다. 실험결과 T형 강 의 정

착으로 횡하  내력  연성비는 각각 무보강 기둥에 비해 40%와 130% 향상되었다. 특히, 동일한 유

효횡보강지수에서 T형 강 이 정착된 보강기둥의 연성비는 띠철근 기둥에 비해 히 높았다.  

1. 서   론

  지진발생의 증가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한 내진보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양근 1) 등

은 와이어로  유닛을 이용한 비부착 보강공법을 제안하 다. 양근
1) 등에 의한 제안된 비부착 보강

공법은 기존의 단면증설법  부착형 보강법의 문제 을 해결하 으며, 내진보강 성능 한 뛰어나다. 

그러나 양근 1) 등의 비부착 보강공법은 심축하  하에서 실험되어 횡하 을 받는 기둥에서의 성능

이 평가되어야 하며 특히 T형 강 의 정착에 따른 효과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심축하 과 횡하

을 동시에 받는 와이어로  유닛으로 보강된 기둥 2개(T형 강  비정착(SN), T형 강 이 정착

(SA))와 무보강 기둥(NN) 1개가 휨 실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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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험체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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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횡하중-횡변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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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Bayrak and sheikh Kawk. Park et al. Sheikh et al. YE.

Specimen (UN)

λ = (ρwfws/fco)×(P0/P) for columns
      strengthed with wire rope and T-
      plate units.
λ = (ρhfyh/fco)×(P0/P) for tied columns.
λ = (ρcfcu/fco)×(P0/P) for columns
      strengthed with CFRP sheets.

Specimen (SA)
Specimen (SN)

그림 3 횡보강지수와 연성비의 관계

2. 실   험

  시험체의 보강은 양근 1) 등이 제시한 비부착 보

강 차를 따랐으며, 시험체는 상세를 그림 1에 나타

내었다. 실험은 일정한 심축하  하에서 항복변

를 증분하여 횡가력되었다. 시험체 최상부에서 변

가 측정되었으며, 횡가력장치에 설치된 로드셀을 통

해 횡하 이 측정되었다. 

3. 결과  고찰

3.1 횡하 -횡변  계

  그림 1에는 변수간의 비교를 쉽게하기 해 FEMA 

3562)에 제시되어 있는 Backbone 곡선을 이용하여 횡

하 -횡변  계를 나타내었다. 와이어로  유닛으

로 보강된 기둥은 무보강 기둥보다 기강성이 컸으

며 T형 강 이 정착된 보강 기둥의 기강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 와이어로  유닛으로 보강된 기

둥의 최  휨 내력은 무보강 기둥보다 약 10～35% 

크게 나타났다.

3.2 연성비

  그림 2에는 유효횡보강지수( λ=(ρwfws/f co)/(P 0/P))

와 연성비의 계를 나타내었다. 와이어로  유닛으

로 보강된 기둥의 연성능력은 동일한 양의 띠철근으

로 보강된 기둥보다 뛰어나며, 특히 T형 강 이 정착

된 기둥은 무보강 기둥에 비해 130% 높은 연성비를 

보 다.

4. 결   론

  와이어로  유닛으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기둥에

서 T형 강 의 정착효과를 평가한 실험으로부터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와이어로  유닛으로 보강된 기둥의 최  휨 내

력  연성능력은 무보강 기둥에 비해 각각 40%, 

130% 높으며, 특히 T형 강 의 정착은 휨 내력 향상

에 크게 기여한다.

  2) 와이어로  유닛으로 보강된 기둥은 동일한 량

의 띠철근 기둥보다 뛰어난 연성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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